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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간호교육은 실제 간호 현장에서 간호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교수학

습방법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례기반학습

(case-based learning, CBL)[1-3]과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이 비판적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교수학습방

법으로 다양한 교과목에서 적용되고 있다[4,5]. 

플립드 러닝은 블렌디드 학습의 일환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

되는 본 수업(in-class) 전에 제공되는 온라인수업(pre-class)에서 

미리 학습내용을 익힌 후, 본 수업에서 교수자의 지침에 따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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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와 토의로 개인 또는 심화학습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플립드 러

닝 적용 시 비판적 사고능력,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등의 향상이 

보고되고 있다[4,5]. 그러나 본 수업 역시, 사전에 제공된 이론적 

내용을 중심으로 심화학습을 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실제 간호현

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호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보다는 새로

운 방식의 이론학습에 적응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 어

려움이 있다고 하였다[5]. 이러한 부담감은 학습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안할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사례기반학습은 이론적 지식을 간호현장 중심의 사

례를 토대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자를 능동적으로 학

습에 참여시키도록 하고, 교과서와 강의실에서 배운 지식과 실제

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론과 실제 간의 간격을 줄일 수 있

도록 하는 중요한 교육방법이다. 국외에서 간호대학 3학년 교과

과정에 CBL을 적용했을 때 일반적인 강의법으로 수업한 학생들

보다 비판적 사고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하였고[2] 국내에서

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CBL을 적용하였을 때 수업만족도, 학

습동기, 학습태도, 자기효능감, 지식, 임상수행능력 및 의사결정능

력, 간호수행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 등

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 그러나 사례기반학습 역시, 학

생들은 복잡한 임상 사례에 대한 부담감, 팀별 활동 및 새로운 교

수법에 대한 불안감 등을 느끼고 특히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못한 

저학년일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3]. 

이처럼 복잡한 의학적 지식을 학습하는 데 있어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데, 최근 의학교육에

서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Sweller가 제시한 인지부하이론

(cognitive load theory)[6]을 토대로 인지감소전략 교수법에 적용

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7]. 인지부하이

론에서는 과제 해결에 요구되는 인지 용량이 학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지 용량을 초과할 때 인지과부하가 발생하고 이러한 인지

과부하는 학습 부진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과제 자체

의 난이도와 복잡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인지부하를 내재적 

인지부하(intrinsic load)라고 하며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학

습과제를 다단계로 제시하는 ‘학습과제 다단계 전략’과 다른 교과

목의 연계성을 활용하는 ‘학습과제의 가변성’ 전략이 있다. 또한 

학습방법, 자료제시방법 등 교수전략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인지

부하를 외재적 인지부하(extraneous load)라고 하며 이를 줄이는 

방법에는 ‘완성형 문제 효과’, ‘풀이된 예제 효과’, ‘주의 분산 효

과’, ‘감각 양식 효과’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이용한 학습

전략을 사용했을 때 대상자의 인지부하[8]와 불안감 감소에 효과

가 있었다[9]. 

기초간호학, 그 중에서도 병태생리학은 간호대학생들의 질환에 

대한 정확한 병태생리학적 지식 습득과 문제해결력 배양에 필수

적인 교과목이다[10].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수업은 병태생

리적 기전에 대한 방대한 개념 및 내용에 비해 주어진 학습시간

은 제한적이고 이론 중심의 강의방식으로 제공되어 학생들은 학

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 이러한 어려움을 극

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론 위주의 교육에서 간호현장 

중심의 사례를 토대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사례기반학습방법

과 자기주도적 학습에 효과적인 플립드 러닝 방법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선행연구는 대부분 플립드 러닝이나 사례기반학습

을 각각 적용한 경우가 많았고 학생들의 인지부하 감소전략을 적

용한 연구는 찾기 힘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의학, 그 중에서 병태생리적 기전에 

대한 방대한 개념 및 내용을 학습해야 하는 병태생리학 교과를 

수강하는 2학년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학습관련 자

기주도성,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력,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

기 위해 플립드 러닝을 기반으로 인지부하 감소전략을 적용한 사

례기반학습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그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간호과목인 병태생리학에서 인지부하 감

소전략을 적용한 플립드 러닝형 사례기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적용하여 임상실습을 준비하는 2학년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

고성향, 문제해결력, 학습관련 자기주도성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

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병태생리학 교과의 인지부하 감소전략을 적용한 플

립드 러닝형 사례기반학습을 개발하는 단계와 이를 대상자에게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2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서 일반 플립드 러닝은 개별적으로 사전에 녹화된 25분 분량의 

동영상 강의를 학습한 후, 수업시간에는 선행 학습한 이론 중심의 

강의내용을 확인하는 교수법을 말한다. 이에 비해 인지부하 감소

전략을 적용한 플립드 러닝형 사례기반학습은 사전학습 단계에서 

동영상 강의와 함께 추가적으로 사례문제의 정답, 해설 및 관련 

학습자료를 포함한 유사사례(플립드 러닝형 사례콘텐츠)를 학습

한 후 수업시간에 본 사례학습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병태생리학 교과목에서 인지감소 전략을 적용한 플

립드 러닝형 사례기반학습이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력, 학습관련 

자기주도성, 자기효능감 및 비판적 사고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확

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유사 실험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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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도 소재 1개 대학에 재학 중이며 2017년 

3월 2일부터 2017년 6월 16일까지 병태생리학 교과목을 수강하

는 2학년 학생으로 하였다. G-power 3.1을 이용하여 표본크기를 

계산하였고 선행연구[1]에 근거하여 효과크기 0.7, 유의수준 .05, 

검정력 0.8, 양측검정을 기준으로 각 그룹의 대상자 수가 34명으

로 산출되었다. 중도 탈락을 고려하여 실험군 42명, 대조군 39명, 

총 81명으로 하였다. 대상자 배정은 강의계획서에 플립드 러닝 

수업방식에 대해 명시하여 사례기반학습이 추가됨에 대해 이해하

고 희망하여 자발적으로 수강 신청한 대상자를 실험군으로, 일반

적인 플립드 러닝을 신청한 대상자를 대조군으로 하였다. 동일한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므로 본 수업(in-class)

에서 사용된 사례학습 내용은 지필고사 등 평가에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실험 시작 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여 대상자 간 확산 효

과를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되는 도구는 원저자에게 이메일로 연구의 목적

을 밝히고 도구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 문제해결력

문제해결력이란 문제 상황에 대해 자신의 지식과 개념을 활용

하여 문제 조건과의 연결, 문제해결 단서 찾기 등 여러 방법을 활

용하여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12]. 본 연

구에서는 Heppner와 Peterson [13]이 개발한 문제해결 인식 검사

(Personal problem solving inventory)를 Kang 등[14]이 번안하여 

수정 보완한 총 32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6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최저 32점에서 최고 192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84이었다.

● 학습관련 자기주도성

학습관련 자기주도성은 자기주도학습을 위해 개개인이 갖고 있

는 태도, 능력, 개인 특성 등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학습 과정에 대해 학습자가 주도성을 가지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싶어 하는 인성적 특성을 말한다[15]. 본 연구에서는 Guglielmino 

[16]가 개발하고 Park [17]이 수정 및 보완한 총 39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최저 39점에서 최고 

195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값이 높을수록 학습관련 자기주도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Park [17]의 연구에서 

Cronbach's a=.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92이었다.

●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주어진 과제를 특정 수준까지 해낼 수 있다는 

개인의 판단으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다[18]. 본 연구에서는 Sherer 등[19]이 개발하고 Hong 

[20]이 번안한 것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

감’의 두 요인으로 구성된 총 23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최저 23점에서 최고 115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값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Hong 

[20]의 연구에서 하위영역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Cronbach's 

a=.86,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Cronbach's a=.68이었으며 전체 척도

는 Cronbach's a=.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88이

었다.

●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업무에 대한 목적을 토대로 자기 조절적인 

판단을 통해 의사결정을 위한 사고를 하는 개인적인 성향을 의미

한다[21]. 본 연구에서는 Kwon 등[22]이 개발한 간호대학생의 비

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5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최저 35점에서 최고 175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87이었다.

수업 개발 및 운영

플립드 러닝형 사례기반학습 프로그램은 ADDIE (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 모형에 따라 개

발되었다. ADDIE 교수설계모형은 Seels와 Richey [23]가 제시한 

이론을 기초로 개발된 것으로 교수설계과정이 잘 표현되어있고 

간단명료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어[24] 본 연구에 적용하기에 적

절한 모형이다. 또한 플립드 러닝에 사용된 사례는 사례변형의 원

리와 내·외재적 인지부하 감소전략을 토대로 개발되었다. 

● 수업 개발

 ∙ 분석 단계(Analysis) 

분석 단계에서는 사례기반학습을 경험한 간호대학 2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병태생리학 수업 및 사례기반학습에 대한 경험

과 플립드 러닝형 사례기반학습 요구도 조사를 하였다. 요구도 조

사 결과, 병태생리학 수업과 사례기반학습 경험, 플립드 러닝형 

사전 사례기반학습, 사전학습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 학습 

환경에 대한 의견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화로 구성된 

사례를 만들기 위해 의학 및 자연과학 분야 사례기반학습용으로 

구축된 미국 국립 과학 분야 사례센터(National center for case 

study teaching in science)의 사례구성 방식을 참조하여 각 사례

를 4∼6단계로 나누어 난이도가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까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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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과 질문을 다단계화하였다.

 ∙ 설계 단계(Design)  

플립드 러닝형 사례기반학습의 내용은 학습 요구도 분석결과를 

통해 교과내용과 관련된 사례내용을 선정하고 재구성하였다. 사

례내용은 병태생리학 담당 간호학과 교수 2인과 내과전문의 1인, 

그리고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간호사 3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보

완 하였다. 인지부하 감소전략은 보건의료인 교육에서 인지부하

이론의 설계원칙과 전략[7]을 적용하여 설계하였다. 사례의 내용

은 교과목 학습 목표, 임상활용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심근

경색, 만성 폐색성 폐질환, 알콜성 간경화, 당뇨병 및 합병증, 허

혈성 뇌졸중의 순서로 수업과 관련된 5개의 사례내용을 구성한 

후 수정 보완하여 확정하였다. 플립드 러닝형 사례기반학습 중 본 

수업에서 적용된 임상사례는 한국기초간호학회에서 편역한 

Clinical Appication of Pathophysiology에 수록된 것을 사용하였다.

플립드 러닝형 사례기반학습 시 내·외재적 인지부하 감소전략

을 적용하였다[7]. 먼저 내재적 인지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해 아래 

2가지 주요 전략을 사용하였다.

① 학습과제 제시의 다단계 전략(multiple step strategies): 사례

의 내용과 질문을 시간의 흐름과 난이도에 따라 4∼6단계로 나누

어 제공함으로써 난이도가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로 진행하는 

다단계 전략을 사용하였다.

② 학습과제의 가변성(variability of task situation): 비슷한 상

황에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례에서 제시된 개념들

을 기본간호, 간호과정, 약리학 등의 지식과 연결 짓게 하였다.

외재적 인지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주요 전략

을 적용하였다. 

① 완성형 문제 효과(completion problem effect): 사례에서 등

장하는 의학용어, 검사명 및 검사 수치 등 사전지식이 부족할 수 

있는 내용에 하이퍼링크를 달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풀이된 예제 효과(worked example effect): 각 사례의 문제

와 함께 해답을 동시에 제공하여 문제해결방법에서 야기될 수 있

는 부하를 줄이도록 하였다.

③ 주의집중 효과(split attention effect): 사례의 질문과 해답을 

학생들이 바로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한 화면에서 처리 가능하게 

하였다.

④ 감각양식효과(modality effect): 사례에서 나오는 질환이나 

진단 용어 등을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는 영상과 이미지, 음향 등

과 함께 제시하였다.

 ∙ 개발 단계 

플립드 러닝형 사례기반학습 개발 및 구현은 전문가(간호학 교

수 2인, 간호사 3인)의 내용자문으로 완성되었다. 5개의 사례내용

(story)과 사례에 대한 단계별 질문(question)은 한글 파일로, 질문

에 대한 답변(answer)은 PDF와 파워포인트 파일로, 용어집과 학

습 자료실 등은 사진, 동영상 파일을 첨부하였으며 하이퍼링크로 

다른 사이트 자료나 페이지 바로가기 기능을 추가하여 재구성하

였다. 각 단원별로 메인화면으로 하여 학습내용 소개와 학습내용

에 관련된 글, 사진자료, 동영상 자료를 적절히 배치하였다,

 ∙ 실행 단계 

개발된 플립드 러닝형 사례콘텐츠를 사례기반학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 20명과 개발 단계와 동일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사이트를 통해 시범운영 하였다. 시범운영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

진행 사항(교육내용 차수별 접속횟수)과 문의사항 등을 모니터링

하며 문제점을 해결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학습을 촉진하였다. 

시범운영 후 본 수업을 위한 플립드 러닝형 사례학습내용과 사용

자 매뉴얼을 제작하고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셜미디

어(인터넷 카페)를 활용하였다. 카페 주소와 함께 검색을 통해서

도 접근할 수 있도록 검색키워드(병태생리학, 사례학습, kkucbl)

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였으며 학생이 원할 경우 관리자가 개인 

소셜미디어로 초대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평가 단계 

예비운영 후 2학년 말 학생 20명과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Kang [25]의 연구에서 사용한 17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된 시스템 

만족도 조사 도구를 사용하여 시스템 효율성과 편리성, 디자인, 

정보의 적합성과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총 17문항 중 정보의 유

용성 항목에서 4점 만점에 3.8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편리성 항목에서 3.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에 대한 

수정·보완을 거쳐 개방형 질문을 통해 도출된 평가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구성하였다.

● 수업 운영

수업은 플립드 러닝 학습 모형의 절차를 따라 운영되었으며 사

전학습 단계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K대학 E-learning에 탑재

된 25분 정도의 해당 단원의 이론 동영상 강의를 시청한 후 수업

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사전학습 후 진행된 본 학습은 강의와 협

력학습으로 운영되었으며, 강의는 파워포인트와 주 교재를 통한 

이론 심화학습으로, 협력학습 단계는 각 해당 단원의 지식적 문제

를 2인 1조 팀 토의를 통해 해답을 도출하고 개별 보고서를 제출

하도록 하였다. 두 군의 실험 처치는 심근경색, 만성 폐색성 폐질

환, 알콜성 간경화, 당뇨병 및 합병증, 허혈성 뇌졸중의 5개 질환

이 해당하는 3, 6, 9, 11, 15주차에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실험군은 사전학습으로 E-learning에 탑재된 동영상 이론 강의

를 시청하였고 추가적으로 해당 단원의 수업이 진행되기 전 일주

일 동안 휴대폰으로 플립드 러닝형 사례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수업 전날까지 학습이 완료되지 않은 학생에게는 사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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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독려하였다. 선행연구[3]와 분석단계의 결과를 토대로 기본 

소요 시간은 15분 정도로 하였다. 본 학습은 5개 질환이 해당하

는 3, 6, 9, 11, 15주차에 진행하였는데, 2인 1조로 해당 단원 주 

교재에 수록된 사례에 대해 팀원과 토의를 통해 답을 도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협력학습 단계로 각 회차 당 토의시간 

60분, 핵심요약 강의 30분으로 구성하였다.

대조군에게는 일반적인 플립드 러닝형식의 학습방법을 적용하

여 사전학습으로 실험군에게 제공한 것과 동일한 동영상 이론 강

의를 제공하였으나 실험군에게 제공한 플립드 러닝형 사례콘텐츠

는 제공하지 않았다. 대조군은 본 학습단계에서 2인 1조로 해당 

단원의 지식문제를 해결하는 이론적 지식 토의를 한 후 문제에 

대한 답을 도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각 회차 당 토

의시간과 핵심요약 요약정리 시간은 실험군과 동일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 

플립드 러닝형 사례기반학습의 적용 효과 검증에 대한 자료수

집은 사전조사와 실험처치 후 사후조사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Figure 1). 자료수집자와 중재자가 동일할 경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박사과정 연구자가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자료수

집을 하였고 중재는 교과 담당교수가 진행하였다.

사전조사는 수업시작 첫 주에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연구에 대

해 설명하고 참여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자의 일반적 특

성, 문제해결능력, 학습관련 자기주도성, 자기효능감 및 비판적 

사고성향을 조사하였다. 사후조사는 실험처치 종료 직후에 실험

군과 대조군의 문제해결력, 학습관련 자기주도성, 자기효능감 및 

비판적 사고성향에 대한 설문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 KKU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자가 해당 학과에 협조를 구하여 직접 자

료를 수집하였다(IRB No. 7001355-201612-HR-152). 연구대상자

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플립드 러닝형 사례기반학습과 일

반적 플립드 러닝은 구분하여 진행되지만 그 외 모든 교과과정이 

동일하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여 자발적으

로 수업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추가적으로 실험군과 대조군

에게 다르게 적용된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가 종료된 후에 대상자

Figure 1. The application and proces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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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또한 

연구 중간에도 원하면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를 SPSS/WIN 21.0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에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χ2-test,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였다. 두 군의 중재 후 결과 변수인 문

제해결능력, 학습관련 자기주도성, 자기효능감 및 비판적 사고성

향의 분석은 사전점수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각 변수의 사

전점수를 공변량으로 한 공분산분석(ANCOVA)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

두 집단 간 동질성 검정 결과, 대상자의 평균연령, 전공만족도, 

전 학기 평균성적의 일반적 특성은 모두 동질 하였다(Table 1). 

또한 종속변수인 문제해결력, 학습관련 자기주도성,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플립드 러닝형 사례기반학습 적용 효과 검증

● 가설1

‘플립드 러닝형 사례기반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일

반적인 플립드 러닝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조군에 비해 문제해결

력 점수가 높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문제해결력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F=6.11, p=.016) 가

설1은 지지되었다(Table 3).

● 가설2

‘플립드 러닝형 사례기반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일

반적인 플립드 러닝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조군에 비해 학습관련 

자기주도성 점수가 높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

Table 1.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81)

Characteristics 
Exp. (n=42) Cont. (n=39)

χ2/ t p
n (%) or Mean±SD n (%) or Mean±SD

Age (year) 22.21±2.93 21.49±1.30 1.46 .150

Satisfaction in nursing major

Very high 4   (9.5) 8  (20.5)

3.44 .329High 23 (54.8) 20 (51.3)

Below the moderate 15 (35.7) 11 (28.2)

Satisfaction in school life 

Very high 5  (11.9) 6  (15.4)

2.55 .635High 20 (47.6) 16 (41.0)

Below the moderate 17 (40.5) 17 (43.7)

Satisfaction in interpersonal
relations 

Very high 12 (28.6) 9  (23.1)

.95 .621High 17 (40.5) 20 (51.3)

Below the moderate 13 (31.0) 10 (25.6)

Grades in last semester

4.0-4.5 (≥A) 7  (16.7) 11 (28.2)

3.97 .5543.0-3.99 (B-B+) 30 (71.4) 25 (64.1)

≤2.99 (≤C+) 5  (11.9) 3  (7.7)

Cont.=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Table 2. Homogeneity for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81)

Variables
Exp. (n=42) Cont. (n=39)

t p
Mean±SD  Mean±SD

Problem solving ability 132.88±17.03 140.90±19.41 -1.98 .051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138.88±14.58 143.13±18.38 -1.16 .251

Self-efficacy  80.33±11.42  80.54±11.73 -0.08 .937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122.60±11.23 125.38±14.02 -0.99 .324

Cont.=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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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학습관련 자기주도성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

(F=10.93, p=.001) 가설2는 지지되었다(Table 3).

● 가설3

‘플립드 러닝형 사례기반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일

반적인 플립드 러닝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조군에 비해 자기효능

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자기효능감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F=5.45, p=.022) 가

설3은 지지되었다(Table 3).

● 가설4

‘플립드 러닝형 사례기반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일

반적인 플립드 러닝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조군에 비해 비판적 사

고성향 점수가 높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비판적 사고성향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F=6.76, 

p=.011) 가설4는 지지되었다(Table 3).

논   의

본 연구는 사례기반학습의 경험과 임상 기반 지식이 부족한 2

학년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병태생리학 교과에서 인지부하 감

소전략을 적용한 플립드 러닝형 사례기반학습을 개발하고 적용하

여 교육중재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인지부하 감소전략을 적용한 플립드 러닝형 사례기

반학습이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력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블렌디드 사례기반학습이나 웹기반 사례중심 학습이 

문제해결력에 효과적임을 나타낸 연구[26]와 유사한 결과이다. 하

지만 병태생리 교과에서 사전연습 없이 본 학습에서 3개의 사례

를 주 1회 1시간씩 4주간 적용한 결과 문제해결력에 효과를 나타

내지 못한 Lee와 Park [1]의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사례의 구성과 제공방식이 플립드 러닝단계에서 

유사사례의 형태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학습자는 본 학습 전에 사

전학습을 통해 사례에 대한 문제해결 연습을 미리 해볼 수 있었

기 때문이고, 내재적 인지부하 감소전략 중 하나인 ‘학습과제 제

시의 다단계 전략(multiple step strategies)’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난이도가 낮은 단계의 문제부터 진단과 치료과정, 추후관리에 이

르는 난이도가 높은 질문으로 접근함으로써 사례에 대한 접근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즉, 사례를 반복적

으로 접하게 하고 다단계로 나누어 분석하도록 함으로써 질문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도가 상승되어 문제해결력이 증가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일반적 제공방식의 사례기반학습보다 인지부하 

감소전략을 적용한 플립드 러닝형 사례기반학습이 학습자로 하여

금 인지적 부담을 줄여주어 문제해결력 향상에 효과적일 수 있음

을 시사한다.

플립드 러닝형 사례기반학습이 간호대학생의 학습관련 자기주

도성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플립드 러닝 중 교실 활

동에서 2인 1조 실습과 보고서 작성을 하거나 팀 기반 학습, 원

격학습 등을 적용한 결과 학생들의 학습관련 자율성이 증가되었

다고 보고한 McLaughlin 등[27]의 결과와 같다. 또한 Mikkelsen 

[28]은 해부학과 생리학 과목에 플립드 러닝을 적용한 결과, 간호

대학생의 학습관련 태도, 행동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례기반학습이 플립드 러닝에서 사전학습의 형태

로 제공되었기에 교실 현장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 책임 있

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 자기주도성에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플립드 러닝형 사례기반학습이 웹 형식으로 제공

되었는데 이는 ‘감각양식 효과(modality effect)’의 일환으로 시각

을 통한 정신운동기술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며 반복 학

습이 가능하였으므로, 개인의 학습속도에 맞출 수 있어서 자기주

도 학습의 효율 향상을 기할 수 있었다고 본다.

본 연구 결과, 인지부하 감소전략을 적용한 플립드 러닝형 사

Table 3. Differences in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81)

Variables Groups
Pre-test Post-test

F* p
Mean±SD

Problem solving ability 
Exp. (n=42) 132.88±17.03  137.07±15.77

 6.11 .016
Cont. (n=39) 140.90±19.41  133.95±20.23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Exp. (n=42) 138.88±14.58  145.14±14.59

10.93 .001
Cont. (n=39) 143.13±18.38  140.72±18.47

Self-efficacy
Exp. (n=42)  80.33±11.42   82.50±10.95

5.45 .022
Cont. (n=39)  80.54±11.73   78.51±13.09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Exp. (n=42) 122.60±11.23  128.29±13.79

6.76 .011
Cont. (n=39) 125.38±14.02  124.49±14.64

Cont.=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F score from analysis of covariance with pretest scores as covar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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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기반학습이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는 플립드 러닝형 사례기반학습을 위해 사전학

습 단계에서 본 수업과 유사한 임상사례를 제시하고 본 수업에서 

임상사례를 제공하였다. 이는 플립드 러닝 수업에서 학습공동체 

기반 플립드 러닝 및 팀 기반 학습 적용, 본 학습에서 사례를 활

용하는 등의 학습활동을 증가시키는 전략들을 적용한 연구[29]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지부하이론을 적용하여 개발한 약물계

산 훈련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적용 시 자기효능감이 증가한 

Kim 등[9]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플립드 러닝

에서 가장 중요한 ‘면대면 수업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과 유의미한 

학습활동’이라고 언급한 플립드 러닝의 초기 주창자인 Bergmann

과 Sams [30]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전학

습 단계에서 제공된 유사사례의 문제와 함께 해답을 함께 제공하

여 외적 인지부하를 감소시킨 ‘풀이된 예제 효과(worked example 

effect)’로 인해 학습자들이 문제해결 방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

하를 줄여줌으로써 본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사례기반학습의 활동

을 보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

을 증가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즉 플립드 러닝 단계에서 연습문제

와 함께 해답을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을 학습하게 함

으로써 교실 안 수업에 대한 적극성이 증가하여, 어떤 과제를 달

성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능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효능기대 증

가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플립드 러닝형 사례기반학습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Lee와 Park [1], Kaddoura [2]의 연구

와 유사한 결과이다. 플립드 러닝에서 이루어지는 토의학습이 학

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지만 플립드 

러닝형 사례기반학습은 사례를 통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확정하

기보다 귀납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거나 연역적인 추론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하도록 도와주므로 보다 효과적임을 나타냈

다. 비판적 사고는 훈련이 가능하며 이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질적

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으나 실제의 사례를 활용한 연

구들은 흔치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플립드 러닝형 사

례기반학습이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중

재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인 이론 중심의 플립드 러닝을 적용한 대조

군의 경우 각 변수의 사후점수가 사전점수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은 이론 중심의 플립드 러닝 교수법만을 단독으로 적용했을 때

는 학습자 중심의 주도적 학습에 대한 효과보다는 기존의 이론학

습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부담감 등이 발

생한 결과로 여겨진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플립드 러닝형 사례기

반학습 개발 시 인지부하이론의 전략을 적용하였으나 인지부하가 

감소되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으로 측정을 하지 않아 추후 연구에

서는 인지부하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여 인지부하 감소에 대한 효

과를 확인할 것을 제언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병태생리학 교과에서 인

지부하 감소전략을 적용한 플립드 러닝형 사례기반학습을 개발하

고 적용하였다. 그 결과, 인지부하 감소전략을 적용한 플립드 러

닝형 사례기반학습은 이론 중심의 일반적 플립드 러닝 교수법에 

비해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 학습관련 자기주도성, 자기효능

감 및 비판적 사고성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인지부하 감소전략을 적용한 플립드 러닝형 사례기반학습

은 기초간호학인 병태생리학 교과학습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법으

로 간호대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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